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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부상하는 중국의 종착지는 어디일까. 그 해답은 중국의 국가 역량과 

외부환경, 지도부의 목표와 의도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서 본 연구는 국가대전략(grand 

strategy)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한 국가의 대전략은 그 나라가 놓여있는 대내외적 조건 위에서, 국가 

지도부 내부적으로 공유된 최선의 생존·발전 방향을 말해준다. 

중국의 대전략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산당 정권이 생각하는 장기적 

국가 목표와 그 실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대내외적 조건을 

파악할 수 있다. 

마오쩌둥에서 시진핑에 이르기까지 신중국을 관통하는 국가 목표는 

‘세계대국’ 건설이었다. 중국 지도부가 생각하는 세계대국은 시대에 

따라 그 위상이 다소 변화했지만 기본적으론 동아시아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역내 패권국이었다.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 시기 중국 지도부는 객관적 요소인 

외부적 국제 환경의 제약과 내부적 국가 역량을 고려해 적절한 

대전략을 채택했다. 또 주관적 요소인 최고 지도부의 현실 인식도 

대전략 결정에 변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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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도부의 주관적 인식은 기본적으로 방어적 현실주의로 

파악됐다. 이런 인식에 입각한다면 중국은 외부 제약이 크고 종합 

국력이 미약할수록 강대국에 대한 편승적 대전략을, 외부 제약이 

작고 국력이 강성할수록 균형적 대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현재까지 중국은 여섯 차례 서로 

다른 대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건국 초기 마오쩌둥은 

경제 발전을 추동할 국가 인프라가 전무하고 미국의 상시적 핵 공격 

위협에 직면해서 소련에 안보와 경제성장을 의존하는 일변도 전략을 

폈다.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중·소 이념갈등과 국경분쟁,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으로 이어진 내부혼란은 마오로 하여금 반미·반소, 

제3세계와의 동맹이라는 좌경 모험주의 노선을 걷도록 했다. 

이후 소련의 침공 위협이 커지자 중국은, 역시 소련 견제라는 공동 

목표를 지닌 미국과 손을 잡고 대소 균형정책을 폈다. 

마오 사후 권력을 잡은 덩샤오핑은 중국에 대한 미·소의 억압도가 

줄어든 국제환경에 힘입어 경제성장에 모든 국가자원을 투입할 수 

있었다. 이에 힘입어 경제는 고도 성장을 시작했고 미·소 등거리 

외교로 균형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 

 1990년대에 소련이 붕괴되고 미국 단극의 등장으로 중국의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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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은 줄어들었다. 이 상황에서 덩은 중국이 경제 성장을 지속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력을 외부로 투사하지 않는 도광양회 전략을 

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2012년 집권한 시진핑은 강성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신중국의 

숙원인 세계대국 실현에 나서고 있다. 미국과 ‘신형대국관계’ 설정을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종주권을 요구하고, 적극적 주변국 외교로 

동맹에 준하는 친중국 세력 형성을 꾀하고 있다. 이는 20여 년을 

이어온 도광양회 대전략의 수정으로 볼 수 있다. 

이상 중국의 대전략 변화들은 좌경 모험주의 노선을 걸었던 마오 

시기 일부를 제외하면 본 연구의 가설과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중국의 대전략 변경에 따라 지역패권을 양보하지 않으려는 

미ㆍ중 양국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높은 수준의 전략적 

가치를 가지는 동시에 무력충돌 우려가 상존하는 지역으로 남을 

것이다. 

주요어: 대전략, 세계대국, 신형대국관계, 시진핑, 도광양회, 

방어적 현실주의 

학번 : 2001-2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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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본 연구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현재까지 중국의 국가 

대전략(Grand Strategy)을 분석,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중국이 

이전과 확연히 다른 성격의 대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음을 보여주려 

한다. 이를 통해 전지구적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어떤 전략 목표와 

수단을 가지고 미래 국제 체제에서 자신의 위상을 정립하려 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개혁·개방정책이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 2010년까지 중국은 

거의 매년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을 유지했다.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은 ‘세계의 채권국’으로 등장하며 세계 

경제의 중심축을 흔들 힘을 갖게 됐다. 2014년 4분기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8400억 달러에 이른다. 이에 힘입어 중국은 

2013년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7년쯤 중국이 

미국의 경제규모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했다.1 

 군사력에서도 중국은 89년 이후 2010년(7.5%)를 빼고는 해마다  

                                           
1 “142년 세계경제 넘버 1 자리…미국, 연내 중국에 넘겨주나,” 『중앙일보』 

(201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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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 국방예산을 늘려왔다. 2014년 국방비는 1294억 달러로 

미국(5810억달러)에 이은 2위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연간 

GDP 성장률을 2.7%로, 국방예산 배정액을 GDP의 3%로 고정하고, 

중국은 각각 8%와 2.1%로 고정했을 때 2036년 양국 국방비가 

8000억 달러로 동일, 2050년엔 오히려 중국 1조7000억 달러, 미국 

1조2000억 달러로 격차가 역전될 것으로 추산했다.2 

이처럼 장기간 급속한 성장을 구가한 중국이 얼마나 더 고도 성장을 

구가할 수 있을지, 이를 위해 중국 지도부가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는 

미국 등 서구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1990년대 ‘중국위협론’이 등장한 이래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체제에 도전하는 현상변경 세력이 될 것이고 결국은 세력전이를 

시도할 것이란 시각은 미 국제정치학계에서 하나의 흐름을 

형성했다. 3  반면 중국이 외부 견제를 받지 않고 국가 발전을 

지속하려면 미국이 설정한 국제규범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군사력 

                                           
2“Megachange: The World in 2050,” 『Economist』, (2012. 12.). 

3 이런 시각에 대해선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01); “The Gathering 

Storm: China’s Challenge to US Power in Asia,: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3(2010), pp. 381-396; Aaron Friedberg, A 

Contest for Supremacy: China, America, and the Struggle for Mastery in 

Asia(New York: W.W. Norton, 2011); Stephen Walt, “China’s New 

Strategy.” Foreign Policy Blog(April 26, 2010)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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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여전히 미·중의 격차가 크며, 중국이 이미 경제적으로 

서구와 고도의 상호의존적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도전 의도가 

없을 것이란 견해 역시 또 한 축을 구성했다.4 

결국 그런 예측과 분석 시도들은 당대 중국 지도부의 전략적 의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타당성이 결정된다. 중국의 국가 대전략 연구는 

그런 의도를 알아내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시도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대전략은 그 나라가 놓여 있는 대내외적 

조건을 바탕으로, 최고 지도부 내부적으로 공유된 ‘최선의’ 

생존·발전 계획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전략적 행동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가의 

대전략은 명시적으로 ‘발표되지’ 않는다. 중국 지도부도 

역사적으로 대전략을 공개해 밝힌 적이 없다. 따라서 대전략 연구는 

지도자들의 발언과 실제 정책 내용을 토대로 개별 학자들의 분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 학계의 대전략 연구의 특징은 많은 주요 

학자들이 국가 전략·정책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데 있다. 

                                           
4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미·중의 상호의존과 평화적 공존을 주장한 논문으론 

Bruce Russett and John O’Neal, Triangulating Peace: Democracy,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New York: W.W. Norton, 

2011); 구성주의적 시각으론 Alastair Iain Johnston, “Is China a Status 

Quo Power?,” International Security, Vol. 27, No. 4(Spring 2003); 

“How New and Assertive is China’s New Assertivenes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7, No. 4(Spring 2013)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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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들이 밝히는 중국의 대전략은 지도부의 실제 의중과 상당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경제ㆍ군사적 고도성장으로 중국의 국제적 위상은 

제고돼 왔다. 하지만 시진핑 이전 덩샤오핑(鄧小平)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집권기까지 중국 지도부의 공식 대외노선은 

‘평화발전[和平發展]’과 ‘도광양회(韜光養晦)’ 5 였다. 강화된 

국력을 바탕으로 세력전이를 꾀하는 현상변경 세력이 되기보다 

중국위협론 같은 서방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공산당 정권의 

지지기반인 경제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룩하기 위한 방어적 자세였다. 

 이런 기조는 2012년 시진핑 집권 이후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게 

된다. 그 해 초 당시 차기 최고권력자로 내정된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방미 때 처음 언급한 ‘신형대국관계’가 중국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 개념을 통해 시진핑은 강화된 

자국의 국제 지위를 반영하는 새로운 중ㆍ미 관계와, 상호간 핵심 

이익 또는 전략적으로 중시하는 사안은 서로 존중해 주기를 미국에 

                                           
5 도광양회 전략이란 89년 천안문 사태와 소련 등 사회주의 정권 붕괴, 미국 

등 서방의 대 중국 압력에 직면해 덩샤오핑이 제시한 대외 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덩은 이른바 ‘28자 방침,’ 즉 ‘냉정하게 관찰하고(冷靜觀察) 

진영을 공고히 하며(穩住陣脚) 침착하게 대응하되(沈着應付) 능력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韜光養晦). 자세를 낮추고(善于守拙) 우두머리가 되지 

않으며(決不當頭) 해야 할 일은 한다(有所作爲)’를 제시했는데 이중 한 

문구인 도광양회가 이 외교방침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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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한 것이다. 6  이는 미국의 패권 질서를 수용한 채 경제ㆍ군사력 

발전을 꾀하던 중국이 기존 대전략을 탈피,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을 배제하고 유라시아 허브 국가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의지의 

천명으로 풀이된다. 

시진핑은 이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주도했고, 

아시아교류및신뢰구축회의(CICA)에서 미국을 배제한 중국 중심의 

아시아 신 안보체제 수립을 제안하는 등 새로운외교 패러다임을 

가시화해 나가고 있다. 

신형대국관계가 미국과 같은 강대국과의 관계 설정이라면 주변국 

외교는 중국의 새로운 국가 대전략을 형성하는 또 하나의 축이다. 

한국을 비롯, 몽골, 미얀마, 인도, 베트남 등 일본을 제외하고 

전통적으로 친미 성향이 강했던 국가들과 관계 재강화를 통해 

미·일에 대한 견제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한국과 몽골엔 ‘순방’이라는 

외교 관례를 깨고 단독방문을 감행하는 공세적 모습을 보였다. 과거 

강대국과 자원 개척을 위한 아프리카 등 제3세계 외교에 치중하던 

중국의 모습과는 딴판이다. 

시진핑은 적극적 주변국 외교로 다진 외교 역량을 

일대일로(一帶一路)라 불리는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육·해상 신 

                                           
6 “習近平在美國友好團體歡迎午宴上的演講,” 『新華網』 2012年 2月 16日. 

http://news.xinhuanet.com/world/2012-02/16/c_11153278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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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로드 건설에 쏟고 있다. 중국은 유라시아 육상과 해상에 걸친 이 

무역·자원의 대 수송로 완성을 통해 유라시아 허브 국가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최근의 흐름은 미·중 관계가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경쟁 

관계로 들어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이미 주변국과 

갈등을 최소화해 경제발전에 집중하자는 ‘비동맹’‘선린우호’ 외교를 

벗어나, 적과 아를 구분해 적극적으로 우군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는 분쟁지역 합동군사훈련으로 이미 

‘유사동맹’ 관계에 접어들었다. 미국과 동맹국이면서 동시에 중국의 

주요 교역국인 한국의 전략적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 동맹을 

맺어 미국과 거리를 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중국 학계에서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동아시아 대국인 중국의 대전략 변화는 역내 세력구도와 

한국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중국이 소련 일변도 전략을 펴던 

1950년 한국전쟁 참전은 동아시아의 냉전구도 고착으로 이어졌다. 

1980년대 개혁개방 노선이 본격화되자 경제 우선 전략을 수립한 

중국은 한국 등 주변국과 본격적인 교류에 나섰다. 1983년 중국 

민항기 불시착이란 우발적 사건을 중국 정부는 양국 관계의 물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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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는 데 최대한 활용했다. 7  1989년 천안문 사태로 서방의 제재가 

시작되자 중국은 자기보존적 전략으로 선회해 주변국을 우군화하는 

작업에 나섰다. 1990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승인에 이어 북한의 

반대를 무릅쓰고 1992년 한·중 수교를 단행했다. 이런 사례들을 볼 

때 중국 대전략을 분석해 중국의 행동을 분석·예측하는 작업은 

한국의 외교전략 수립에도 유용한 가치를 지닐 것이다.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선 ‘국가 대전략’이 어떤 

성격을 가진 개념이고, 어떤 역사적 맥락 속에서 출현했는지 기존 

학자들의 연구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또 중국 대전략에 대해 연구한 

중국과 미국, 한국 학계의 기존 연구들을 일별하면서 어떤 이슈들이 

중국 대전략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는지 파악한다. 

제3장은 중국 대전략의 목표와, 대전략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를통해 중국 대전략을 분석하는 

가설을 세우는 작업을 시도한다. 제4장은 마오쩌둥(毛澤東)과 

덩샤오핑,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로 이어지는, 건국 이후 시진핑 

이전까지 신중국 지도부의 대전략을 살펴보고 설정한 가설을 적용해 

본다. 

                                           
7 83년 5월 5일 벌어진 민항기 사건은 한중 정부 간 최초의 공식 접촉이었다. 

이후 그해 8월 중국 우시에서 열린 유엔개발계획과 유엔식량농업기구 주최 

수산 양식 훈련 통신위성 세미나와 10월 다롄에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 선박 

엔진 연구과정 등에 잇따라 한국 관리의 중국 입국이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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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은 시진핑 시대 행해진 여러 정책들을 통해 현재 중국 

대전략의 성격을 분석하고 이전의 대전략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밝힌다. 결론인 제6장은 시진핑 체제의 중국이 향후 취할 노선과 

행동, 그리고 그것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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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존 대전략 연구 분석 

 

제1절 국가 대전략이론의 기원과 전개 

골드스타인(Avery Goldstein)은 ‘대전략(grand strategy)’을 

“한 나라가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수단의 특징적 조합”이라 정의했다.8 그에 따르면 대전략은 

한 국가의 군사, 외교안보, 대외경제 정책의 산술적 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정책을 관통하는 하나의 전략구상이자 비전이다. 

“대전략은 한 나라의 다양한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단순한 명칭(label)이 아니다. 그것은 그러한 정책들을 알리고, 서로 

연결시켜주는 중심 논리이며, 국제 환경의 제약과 자체 역량의 한계 

속에서 어떻게 가장 합리적으로 국익을 추구할 지에 대한 정권의 

비전”이라고 설명한다. 

대전략의 개념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선 그 역사적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 대전략은 물론 ‘전략(strategy)’에서 확장, 파생된 

개념어이다. 그리스어 ‘stratos’가 어원인 서구의 ‘전략’은 원래 

‘장수의 통솔·지휘 기술’을 뜻하는 것이었다. 조미니(Antoine 

                                           
8 Avery Goldstein, Rising to the Challenge: China’s Grand Strategy and 

International Security(Stanford University Press, 2005),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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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i Jomini)는 “전장에서 군대를 교묘하게 지휘하는 

기술”이라고 전략을 표현했다.9 

17세기 웨스트팔리아 체제가 성립된 이후 주권과 국익(national 

interest)이란 개념이 성립됐고 국가는 국제 체제의 기본 행위 

주체가 됐다. 각국의 주권은 형식상 평등했지만 실제론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했기 때문에 나라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동원해 타국과의 권력(power)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다. 

이때 어떠한 외교정책을 펼치느냐가 그 중요한 수단으로 떠올랐고 

국가 차원의 전략 개념이 생겨나게 됐다. 18세기 말 산업혁명이 

시작되자 제국주의를 앞세운 강대국 간 경쟁이 본격화됐고 국제 

체제의 단위로서 국가는 ‘생존’의 위협과 투쟁해야 하는 

약육강식의 극단적 환경이 조성됐다. 

이런 가운데 제1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한 독일 장군 

루덴도르프(Erich Ludendorff)는 1935년 ‘총력전(total 

war)’이란 개념을 내놨다. 그는 “총력전은 군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의 생활, 정신과 직결돼 있다“고 

했다. 10  현대적 대전략 개념의 효시라 할 수 있다. 1943년 미국 

                                           
9 Antoine Henri de Jomini, The Art of War（El Paso：El Paso Notre 

Press, 2005）, p.75. 

10 Erich Ludendorff著，戴耀先譯, 《總體戰》（北京：解放軍出版社，2005),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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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전략가 얼(Edward M. Earle)이 ‘대전략’이란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고 11  1954년 영국 전략가 하트(Basil Liddell Hart)는 더욱 

정교한 대전략 이론을 내놨다. 그는 “가장 높은 단계의 전략은 한 

국가의 군사, 경제, 정치, 외교, 사상 등 자원을 통제해 근본적 정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 정의했다.12 

냉전 후반기에 당시 상황을 반영해 등장한 

‘포괄안보(comprehensive security)’의 개념은 대전략의 성격을 

더욱 정교화시켰다. 13  이 개념은 국가에 가해지는 위협이 복합적 

성격을 띠게 되면서 전통적으로 군사력으로 대표되던 안보의 영역에 

경제, 자원 등 비 군사 부문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이처럼 안보의 

범위가 재설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안보의 양상도 기존 전쟁이나 

경쟁에 더해 협력까지 포괄하게 됐다. 

                                           
11  이에 대해선 Edward Mead Earle, ed., Makers of Modern 

Strategy：Military Thought from Machiavelli to Hitler（New 

Jersey：Princeton University Press,1943） 참고. 

12  B.H. Liddell Hart, Strategy（New York：Plume Press, 1991）, 

pp.334~335. 

13  이에 대해선 Muthiah Alagappa, “Comprehensive 

Security：Interpretations in ASEAN Countries,” Research Paper and 

Policy Studies No.26,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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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한 전략 혹은 대전략의 개념은 서양과 다소 

차이가 있다. 14  중국 고대에 전략은 ‘전(戰)’과 ‘략(略)’이 

합쳐진 말로, ‘전’이 전투·전쟁을 지칭했다면 ‘략’은 

책략·모획(謨劃)의 개념으로 쓰였다. 서양에서 군사 영역에 국한해 

‘전략’을 지칭했다면 중국은 여기에 외교·정치의 책략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 셈이다. 

춘추시대(기원전 770~403년) 말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좌전(左傳)』에 처음으로 전략이란 단어가 등장한다. 서진(西晉)의 

역사학자인 쓰마뱌오(司馬彪)가 3세기에 『전략』이란 제목의 책을 

썼다고 하나 전해지지 않고 명대 마오위안이(毛元儀)가 쓴 

『21사전략고(二一史戰略考)』가 현존한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연구한 손자(孫子)의 경우는 중국식 전략 개념을 실제에 

적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대전략의 개념 정립에 있어서도 미국 등 서구의 경우 주로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한 외교·군사 부문의 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이다. 

반면, 중국 학자들은 대외 전략과 대내 전략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대전략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쯔청(葉自成)은 대전략에 

대해 “국가의 대외전략과 국가 내부 발전전략, 그리고 

대외전략이면서 또한 대내 발전전략이기도 한 전략(소위 내외전략의 

                                           
14 이희옥, 『중국의 국가 대전략 연구』, (폴리테이아, 2007), pp.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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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이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군사, 정치, 사회, 

경제와 이데올로기 등 제반 영역이 통일적으로 고려된 외교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15  저우젠밍(周建明)과 왕하이량(王海良)은 

“국가의 대전략은 반드시 발전과 안보라는 두 개의 전략을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 발전전략은 국내 경제발전전략, 

과학기술발전전략, 사회발전전략, 문화발전전략을 포함한다고 봤다.16 

경제학자인 후안강(胡鞍鋼)은 『중국 대전략』을 통해 “정치·사회 

안정과 안정적인 경제성장, 사회평등 실현, 기본수요 충족과 인민 

삶의 질 제고, 중화민족의 생존환경 건설·보호”를 국가 대전략의 

‘5대 발전목표’로 설정, 이를 통해 종합국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17 

 

제2절 중국 대전략에 대한 기존 연구 

중국 공산당이나 정부에서 ‘대전략’이나 혹은 그와 유사한 명칭을 

부여해 국가 대전략을 공식화한 적은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중국 

대전략에 관한 연구는 학계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특히 중국이 

                                           
15 예쯔청 저, 이우재 역, 『중국의 세계전략』, (북21, 2005), pp.23-24. 

16 周建明與王海良, 〈國家大戰略, 國家安全戰略與國家利益〉, 

《世界經濟與政治》, 第4期（2002）, pp.21~26. 

17胡鞍鋼主編, 《中國大戰略》（杭州：浙江人民出版社, 2003年),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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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20세기 말에 이르러 

중국과 미국 학계에서 거의 동시에 활발히 이뤄지기 시작했다. 

우선 중국에선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관련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선 세 가지로 추론할 수 있다. 18  첫째, 

냉전 해체 이후 미국 단극(單極)이란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해 중국의 

입장에서 새롭게 이해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둘째, 

개혁개방 정책과 그에 뒤따른 급격한 경제력 증강에 힘입어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국제 지위 상승에 대한 중국 내 학계의 자발적 

관심 증가가 또 한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제기된 

‘중국위협론’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왕자푸(王家福)와 차이셴웨이(蔡賢偉) 등의 저작이 1990년대 중반 

중국에서 대전략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한 사례로 꼽힌다. 19  또 

상당수 중국 학자들은 중국의 종합국력을 계량화해 대전략 수립의 

실증적 근거로 삼으려 시도했다. 먼훙화(門洪華)가 대표적 학자로 

그는 8개의 전략자원과 23개 전략적 지표에 가중치를 둬 

1980~2000년 중국과 미국, 러시아, 일본, 인도 5개국 국력을 

                                           
18  차이둥제(蔡東杰)，”중국의 ‘대전략’ 논쟁에 관한 연구：비판적 

시각에서，” 『국제문제연구』，Vol.12, No.3,2012, p.88. 

19 王家福, 《國際大戰略》, (長春：吉林大學出版社, 1996）, 

蔡賢偉,《中國大戰略》（海南出版社，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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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산했다.20 그 결과 중국의 국력은 1980년 세계 총량의 3.16%에서 

2000년 11.16%로 높아지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올랐다. 

하지만 대만 학자인 차이둥제(蔡東杰)는 이런 경향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피력했다. 21 그는 국력의 계량화 시도에 대해 “몇 개의 

희망적인 숫자로 그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기대를 증명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전쟁 등을 통해) 실제로 시험해 보지 

않고서는 평가와 실제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이런 판단 

착오는 더 큰 문제의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중국 학자들이 국가 대전략과 서구의 전통적인 강대국 전략-

공세적 영토 확장 등으로 귀결되는-을 종종 혼동하며 사용해 

서방으로 하여금 중국을 위협적으로 인식케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본토에서 이뤄진 대전략에 관한 연구들에서 이런 편향성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대전략 연구를 수행하는 학자 대부분이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중국 학계가 전반적으로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따라서 정부의 정책 방향에 수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풍토도 

                                           
20 門洪華, 

《構建中國大戰略的框架：國家實力、戰略觀念與國際制度》（北京：北京大學出

版社, 2005年）. 

21 차이둥제, 앞의 글, pp.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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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다. 

미국에서도 1990년대 초반 학계에서 중국위협론이 대두되고,22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부시(George 

H. W. Bush) 대통령이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간주하면서 중국 

대전략에 대한 연구가 본격 촉발됐다. 

RAND 연구소 스와인(Michael D. Swaine)과 틸리(Ashley J. 

Tellis)의 2000년 저작은 고대로부터 전개돼 온 중국 역사를 토대로 

중국 대전략의 성격을 추출했다. 23  역사적으로 중국을 지배한 

정권들은 핵심 지역 수호를 안보의 주목적으로 상정한 채 강한 

국가가 등장하면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주변부를 점령, 직접 

통치했다. 한나라나 청나라가 그 대표적 왕조였다. 

반면 송나라처럼 군사적으로 약했던 국가는 외교적 수단-조공·책봉 

관계가 대표적이다-을 동원해 주변부 국가들을 회유하는 방어적 

정책을 취했다. 이처럼 국내외 상황에 따라 ‘강한 국가-약한 국가’ 

전략을 번갈아 가며 써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약한 국가와 강한 

국가의 과도기에 놓여 있는 2000년 당시의 중국은 실용주의를 

                                           
22 1990년대 초반 중국 위협론을 제기한 대표적 내용으론 Ross H. Munro, 

“Awakening Dragon：The Real Danger in Asia is from China,” Policy 

Review, No.62(1992), pp.10-17을 들 수 있다. 

23 Michael D. Swaine and Ashley J. Tellis, Interpreting China’s Grand 

Strategy：Past, Present, and Future （Santa Monica：RAND,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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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세운 ‘타산적 전략(calculative strategy)’을 채용하고 있으며, 

이 전략이 성공을 거둬 중국의 국력이 제고된다면 2020~2025년쯤 

중국이 대전략을 수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스타인은 2005년 저작을 통해 중국이 보유한 능력을 분석하면서 

당시의 중국이 두 가지 전략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봤다. 24  첫째 

당시 중국 주변을 둘러싼 우호적 국제 환경을 유지해 국가 역량을 

국내 발전에 집중 투입하는 것, 둘째 미국 등의 중국 견제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는 또 중국의 부상 전략이 비스마르크의 

독일처럼 노골적 패권 추구를 지양해 주변 강대국의 견제를 

최소화하는 신 비스마르크식 전환(Neo Bismarckian Turn)이라 

칭하기도 했다.25 

본격적으로 중국 대전략을 다룬 한국 학자의 연구는 드물다. 

서진영은 과거 중화제국이 패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폈던 대전략이 

현대의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전략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26  중화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이념 

                                           
24 Avery Goldstein, 앞의 책. 

25 Avery Goldstein, “An Emerging China's Emerging Grand Strategy: A 

Neo-Bismarckian Turn?” in G. John Ikenberry and Michael Mastanduno,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Asia-Pacific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3), pp. 57-106. 

26 서진영, 『21세기 중국 외교정책』(폴리테이아, 2006), pp.138-140. 



１８ 

 

체제를 내세우고 있고, 상황에 따라 무력과 외교적 수단을 적절히 

사용하며, 조공무역과 브레튼우즈 체제 등을 통해 체제 내 경제의 

위기를 관리한다는 점 등이다. 

이희옥은 중국 대전략의 사회경제적 맥락까지 분석 대상에 포함해 

중국 지도부의 국정 운영 과제를 소개했다. 27 그는 중국이 덩샤오핑 

시기에 구체화한 3단계 발전론과 장쩌민이 천명한 신 3단계 

발전론을 통해 중국이 기본적으로 1990년대에 온포(溫飽·기본적 

의식주가 해결된 상태) 사회를 이룩하고 2000년대에 

소강(小康·중산층 수준의 상태) 사회에 진입, 신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50년엔 부유하고 현대화된 중국을 달성하는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국내외 역량을 배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과 미국에서 주로 행해진 중국 대전략 

연구는 역사적 맥락 분석이나 정성분석이 주류였다. 중국 학계 

일부에선 종합국력에 대한 계량화를 토대로 대전략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 쪽에선 국력이 강성해짐에 따라 중국이 어떤 행동 방향을 

설정해야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지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 학계의 친정부적, 민족주의적 성향이 

반영된 결과다. 이 때문에 연구 대상(중국)에 대한 연구자의 

                                           
27 이희옥,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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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에서 객관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반면 미국 쪽 연구 대부분은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중국이란 

‘미지의 나라’ 특유의 사고와 행동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다. 

경쟁자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중국이란 국가에 대해 일종의 

심리학 차원의 분석을 시도한 셈이다. 따라서 ‘중국의 대전략’이란 

분석 목적이 결국 ‘중국의 대미 전략’ 분석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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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국 대전략 분석의 틀 

 

제1절 중국 대전략의 목표 

모든 전략에는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전략 목표가 반드시 

존재한다. 중국 대전략의 목표는 무엇인가. 마오쩌둥(毛澤東)에서 

시진핑에 이르기까지 신중국을 관통하는 일관된 대전략 목표가 

있을까. 

그것은 ‘중국의 세계대국화’로 볼 수 있다. 1956년 11월 12일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세계를 

향하여 중국은 ‘세계대국’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중략) 

960만㎢의 국토와 6억 인구를 가진 중국은 인류에 대해 공헌해야 

한다. (중국의) 이런 공헌은 오랜 기간 너무 적었다. 이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고 역설했다. 28  그를 계승한 덩샤오핑 역시 

“중국은 영원히 제3세계 국가일 수 없고 또 거기에 만족할 수도 

없다. (중략) 중화인민공화국은 머지않아 경제대국이 될 것이다. 

정치대국은 이미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29 

                                           
28中共中央黨史, 1991, 『毛澤東文選』, 北京·人民出版社, pp.241-242). 

29『鄧小平文選』第3卷,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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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를 이은 장쩌민(江澤民)은 2002년 11월 중공 16차 

전국대표대회 보고문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華民族偉大復興)’이란 여덟 글자를 돋보이는 글씨체로 

써넣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은 역사와 시대가 우리 당에 부여한 엄중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30  예쯔청은 이를 두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한다는 대전략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대전략의 연속이면서 

중국이 세계대국을 향하여 매진하는 역사발전과정의 중요한 

확장”이라고 분석했다.31 

현 최고권력자인 시진핑도 중공 총서기에 오른 직후인 2012년 11월 

29일 첫 방문지로 베이징 국가박물관의 '부흥의 길' 전시회에 참석, 

"우리는 역사상 어느 때보다 중화민족 부흥이라는 목표에 가까이 

다가갔다. (중략) 나는 중화민족의 부흥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근대 

이후 가장 위대한 '중국의 꿈(中國夢)'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32 

이처럼 시대 상황이 변하며 다른 표현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세계대국 

                                           
30 江澤民, 『全面建設小康社會, 開創中國社會主義事業新局面』, 人民出版社, 

(2002. 11.), pp.56-57. 

31 예쯔청, 앞의 책, p.93. 

32 "‘중화민족 부흥’ 또 강조한 시진핑", 『조선일보』, 2012. 1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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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은 신중국의 일관된 대전략 목표였다고 볼 수 있다. 중공의 대표 

싱크탱크인 중앙당교 교수이자 중국 대전략 전문가인 먼훙화 역시 

성균관대에서 행한 강연에서 “시진핑 시대는 (중략) 중국의 종합적인 

국력이 더욱 강해지고 국제적인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기 위한 

핵심적인 시기이자, 지역대국에서 세계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전면적인 준비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세계대국으로의 

길이 중국의 대전략 방향임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다.33 

그렇다면 중국 지도부와 학계가 표현하는 ‘세계대국(world 

power)’이란 어떤 위상의 국가를 말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쯔청은 세계대국의 기준을 “일정 규모의 인구와 영토면적, 

경제·군사적 실력을 가졌고, 종합국력이 상당하여 자국이 위치한 

지역에서 매우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특히 유럽과 아시아 대륙의 국제적 업무에까지 비교적 큰 영향력을 

가진 국가”로 정의했다.34 

그는 강대국을 세 차원으로 분류했는데, 첫째는 ‘전지구적 

초강대국(global super power)’으로 전지구적 범위에서 강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다. 역사상 1990년 이후의 미국만이 이에 

                                           
33 門洪華, “開啓中國全面深化改革開放的新時代-習近平時代的中國大戰略走向,” 

(2015. 5). 

34 세계대국에 관해서는 예쯔청, 앞의 책, pp.11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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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 

둘째는 일반적 ‘초강대국(super power)’이다. 전세계 2~3개 

이상의 주요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다. 고대 로마제국과 

중국의 한나라, 19세기의 대영제국, 냉전 시기의 미국과 소련이 이에 

해당한다. 

그 외에 그가 세계대국으로 분류한 국가로는 동로마제국과 서기 

7~8세기의 아랍제국, 15세기의 오스만 투르크, 중국의 명·청 제국, 

16세기 스페인, 17~18세기 영국, 17~19세기 오스트리아-헝가리, 

17~20세기 초의 러시아, 19세기 말~20세기 초의 독일과 프랑스, 

19세기 말~2차대전 전의 미국 등이다. 

먼훙화는 “중국은 현재 지역대국(regional power)에서 

세계대국으로 진입하려는 단계다. 세계대국은 다른 국가들에 

영향력을 끼치는 글로벌 대국이다. 중국은 현재 지역대국이면서 

글로벌 대국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역사상 진정한 세계대국은 

미국뿐이었다. 중국이 세계대국이 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밝혔다. 35  먼훙화가 규정한 세계대국은 예쯔청의 규정에 빗댄다면 

전지구적 초강대국 또는 초강대국과 같은 반열에 놓여 있다. 10여년 

사이에 중국의 대전략 목표인 ‘세계대국’에 대한 학계의 눈높이도 

                                           
35먼훙화, 성균관대 강연(201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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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예쯔청과 먼훙화가 설정한 

세계대국의 위상은 <그림1>과 같다. 

<그림1>예쯔청과 먼훙화가 설정한 세계대국의 위상 

 

 

제2절 대전략 형성의 전제와 가설 

세계대국 건설이란 기본 목표에 따라 특정 시기 중국 대전략을 

구성하고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객관적 

현실과 전략 결정권자의 주관적 인식이 독립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 연구는 추론했다. 객관적 현실은 중국을 둘러싼 환경적 제약과 

중국 자체의 역량으로 구성될 것이다. 주관적 인식은 국제 체제를 

바라보는 이념과 세계관이 될 것이다. 

미·소 간 냉전과 함께 시작된 신중국의 역사는 항상 미국 또는 소련, 

때로는 양자 모두와의 긴장관계 속에서 제약 받아 왔다. 전지구적 

차원에서 양극 또는 단극을 구성해 온 두 나라에게 중국은 적을 

견제하기 위해 끌어들여야 할 가장 중요한 우방이거나,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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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자 중 하나였다. 이 두 초강대국의 전략적 고려에 있어 ‘최우선 

순위의 하위 권력(lesser power)’이란 중국의 존재는 그 자신의 

대전략 수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 왔다. 

함린(Carol L. Hamrin)은 중국 외교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1949년 

건국 이후 1990년대 초까지 일련의 외부 자극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마치 한 인간의 성장에 따른 반응의 패턴 변화와 유사했다는 ‘성장 

이론’을 제시하기도 했다.36 소련에 의존하던 1950년대는 유아기의 

순응(acquiescence)적 행태를, 미·소를 동시에 비난하며 

고립주의에 빠진 1950년대 말~1970년대 초는 청소년처럼 

‘비타협(intransigence)’적 모습을 보였다고 봤다. 또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전면 추진하던 1980년대는 청년기의 

적극성(promotion)을,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외부 제재와 견제에 

직면해선 노년기의 자기보존(Preservation)적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외부 제약은 중국의 전략적 행동에 주요한 변수로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안정과 불안정을 반복했던 외부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력은 꾸준히 성장해 나갔다. 1949년 건국 당시 679억 

위안이었던 중국의 GDP는 2014년 64조3000억 위안(10조3554억 

                                           
36  Carol Lee Hamrin, “Elite Politics & the Development of China’s 

Foreign Relations.” in Thomas W. Robinson and David Shambaugh eds., 

Chinese Foreign Policy: Theory and Practice(Oxford, 1994), pp. 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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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으로 늘어 3위 일본(4조7698억 달러)을 2배 이상 뛰어넘은 

2위를 기록했다. 1위 미국은 17조4163억 달러였다. 경제 규모에 

발맞춰 국방비도 꾸준히 증가했다. 2014년 중국 국방예산은 1294억 

달러로, 미국(5810억 달러)과 사우디 아라비아(808억 달러) 사이에 

위치한 세계 2위였다. 경제력과 국방력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종합국력이 강대해짐에 따라 대전략도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국제 체제를 바라보는 중국 지도부의 세계관과 인식은 대전략 구성의 

또 다른 주요 변수다. 서진영은 중국 외교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 

인식을 크게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신좌파 4가지로 

분류했다.37 

현실주의에서 국제정치를 움직이는 동력은 힘이고 기본 단위는 

국가다. 힘을 바탕으로 한 주권국가 간에 생존을 놓고 벌이는 경쟁의 

장이 국제정치라고 인식하고 있다. 현실주의자들은 미국이 

중국위협론 등을 내세워 자신의 패권적 지배에 방해가 되는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 등을 내세우는 

서방의 압력은 내정간섭으로 간주해 강력히 맞서야 하고, 대만과 

영토분쟁 도서 문제에 있어선 무력 사용도 불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38 

                                           
37 서진영, 앞의 책, pp.99-116. 

38  중국 대외정책에서 현실주의적 관점에 대해서는 서진영, “중국의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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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국가 목표는 이익 추구다. 중국은 

서방과 갈등보다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중국이 힘으로 외부와 맞서는 대신 세계 경제와 

국제사회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도광양회와 

4불(四不)정책39 등의 국가전략을 견지해 종합적 국력 축적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한다.40 

이런 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것이 신보수주의다. 

신보수주의자는 힘을 바탕으로 한 민족국가 간 대립과 갈등을 

국제정치의 본질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현실주의와 유사하다. 이에 

더해 이들은 중국적 전통과 중화문명의 위대성을 강조하고, 중국의 

발전은 곧 중화민족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신좌파는 마오쩌둥 사상의 재해석을 강조하고, 국제관계는 

기본적으로 계급 간, 국가 간 이익 대립과 갈등이라 파악한다. 

                                                                                                           
현실주의와 대외정책,” 우암평화연구원 편, 『정치적 현실주의의 역사와 

이론』(화평사, 2003), pp. 153-178 참조. 

39 4불정책이란 덩샤오핑이 제시한 외교 원칙으로 동맹을 맺지 않고(不結盟),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며(不稱覇), 내정불간섭 원칙을 고수하고(內政不干涉), 

남들보다 앞장서서 강대국행세를 하지 않는다(不當頭)는 내용이다. 

40 중국 대외정책의 자유주의적 관점에 대해서는 이동률, “상호의존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외교전략,” 세종연구소 연구논문 99-09; 이호철, 

“탈냉전과 중국의 동북아 정책: 세력균형, 민족주의, 상호의존의 결합,” 

『국가전락』 5:2(1999)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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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호 협력보다는 대결과 대립이 국제 관계의 속성이라 

규정한다. 필연적으로 이들은 마오가 주창한 반패권주의와 자주독립, 

자력갱생 외교를 주장한다.41 

이 같은 중국의 대외 인식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1>중국의 대외 인식 

 현실주의 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신좌파 

행위 동력 힘 이익 힘 이념 

기본단위 민족국가 
개인, 집단, 

국가 
민족국가 계급, 국가 

국제관계 제로섬 논 제로섬 제로섬 제로섬 

국제정치 힘의 배열 상호의존 패권-반패권 착취-종속 

외교노선 실용주의 
도광양회, 
4불정책 

강대국 외교 반패권주의 

                                           
41  중국의 신보수주의와 신좌파에 대해서는 Yongnian Zheng, Discovering 

Chinese Nationalism in China: Modernization, Identity, and International 

Relations(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eter Hays Gries, 

China’s New Nationalism: Pride, Politics and Diplomacy(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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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외교 노선을 결정하는 당·정 지도부 내엔 이 같은 속성이 

모두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신중국 성립 이후 대부분의 

시기 중국 외교의 이념형은 ‘방어적 현실주의’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데 대다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4243 

방어적 현실주의는 구조적 현실주의와 맥이 닿아 있다. 이에 따르면 

무질서라는 국제정치의 구조 속에서 개별 국가는 생존을 목표로 하게 

되고 그 수단으로 힘을 추구하게 된다. 무질서 때문에 국가들은 

방어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현 상태의 유지를 위해 세력 균형을 

추구하게 된다. 

중국의 방어적 현실주의는 어떤 시기엔 특정 강대국에 대한 

편승(bandwagoning)으로, 또 다른 시기엔 실용주의를 앞세운 

비동맹 외교로 발현됐다. 

 

                                           
42  현실주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파 등 비롯한 중국 지도부의 대외 인식에 

관해서는 Yong Deng, “Research Note: The Chinese Conception of 

National Interes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China Quarterly 

154(June 1998), pp.308-329 참조. 

43  방어적(구조적) 현실주의에 대해선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 (MA: Addison-Wesley, 1979)를 참고. 



３０ 

 

이상의 논리 전개를 토대로 다음의 두 전제가 성립될 수 있다. 

전제1)중국 지도부의 일관된 대전략 목표는 세계대국 건설이다. 

전제2)국제정치 질서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기본적 인식은 현실주의, 

특히 방어적 현실주의다. 

그렇다면 세계대국 건설을 목표로, 방어적 현실주의 노선을 걷는 

중국 지도부가 초강대국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하위 국가로서 

어떤 종류의 행태를 취할 수 있을까. 현실주의 이론에 기반한다면 

다음과 같은 태도와 행동 유형을 추론할 수 있다.44 

 

<그림2>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본 하위 국가의 행동 유형 

 

<그림2>처럼 초강대국 영향 하의 하위 국가는 다양한 편승적 행동과 

                                           
44  본문에 제시된 행동 유형들은 Kristen P. Williams, Steven E. Lobell, 

Neal G. Jesse, eds. Beyond Great Powers and Hegemons: Why 

Secondary States Support, Follow, or Challeng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2; Stephen M. Walt (2009) “Alliances in a 

Unipolar World,” World Politics, 61, 2009, pp.86-120. 등을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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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적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지역 대리인’의 예론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유지에 대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을 들 

수 있다. 냉전 시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은 소련에 ‘편승’ 

정책을 폈다. 1960년대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의 ‘비동맹’ 그룹 

결성은 ‘중립’ 선언의 의미와 함께, 제1세계와 제2세계로부터의 

‘속박 해소’란 의미를 동시에 지녔다. 

2003년 미국 부시(George W. Bush) 정권이 이라크 침공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정당화하려 했을 때 프랑스, 독일 등이 이를 

무산시킨 건 군사력이 아닌 외교적 수단을 통해 강대국의 행위를 

견제하는 ‘연성균형’으로 볼 수 있다.45 19세기 초 유럽 대부분을 

점령한 나폴레옹의 프랑스 제국에 대한 영국 해군의 대응,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추축국에 대항한 미국의 참전은 전형적인 

경성균형에 해당한다. 

중국은 세계대국 건설이란 일관된 목표를 위해, 미국과 소련이란 

초강대국의 제약에 어떤 대응을 선택하느냐가 외교 전략의 핵심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림2>의 스펙트럼 안에서 끊임 없이 최선의 

전략을 찾아야 했다. 중국 지도부가 현실주의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 같은 대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앞서 

                                           
45  연성균형에 대해선 Robert Pape, “Soft Balancing against U.S.,” 

International Security, 2005, pp.7-45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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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대로 국제 환경의 제약과 중국의 종합국력 두 가지다. 

그렇다면 다음의 가설들이 성립될 수 있다. 

가설1)중국 지도부는 외부의 제약이 줄어들수록 초강대국에 대해 

균형적 전략을, 제약이 커질수록 편승적 전략을 채택할 것이다. 

가설2)중국 지도부는 중국의 종합국력이 약해질수록 초강대국에 대해 

편승적 전략을, 강해질수록 균형적 전략을 채택할 것이다. 

이후에는 마오쩌둥에서 시진핑에 이르기까지 중국 지도부가 채택한 

대전략의 구체적 내용과 변화를 살펴보고 위의 두 가설을 검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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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시진핑 이전 신중국의 대전략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까지 다섯 세대가 중국을 지배했다. 하지만 국가 

대전략은 각 지도자 간은 물론 한 지도자의 통치 기간 동안에도 

일관되지 않았고, 외부 정세와 내부 권력의 변화에 따라 변화돼 왔다. 

마오쩌둥은 그 자신의 치세 중 두 번의 대전략 전환을 시도했다. 

반대로 장쩌민과 후진타오처럼 전임자인 덩샤오핑의 전략을 대체로 

이어받고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본 연구는 신중국 역사를 봤을 때 

큰 틀에서 세 차례, 보다 작은 틀에서 여섯 차례 서로 다른 대전략의 

채택이 있었다고 구분 지었다. 시기별 대전략은 아래와 같다. 

 

제1절 마오쩌둥 시기의 대전략 

신생 중화인민공화국을 책임지게 된 마오쩌둥이 시종일관 견지한 

전략적 원칙은 ‘독립자주’였다. 이를 위해 미·소 양강과 제3세계 

사이에서 상대를 바꿔가며 우호와 적대 관계를 맺었다. 동맹 전략은 

마오가 효과적으로 사용한 외교 수단이었다. 소련과 개발도상국들, 

미국과 차례로 공식 혹은 비공식 동맹을 맺어 적대 세력에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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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련 일변도 전략(1949~58년)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미국과 소련 양극 체제로 국제질서가 

재편되자 신생 사회주의 독립국인 중국은 적극적인 소련 일변도 

노선을 표방했다. 목적은 소련과의 동맹을 통해 대만을 명시적으로 

지원한 미국과 서방의 군사적·외교적 위협에 대항하려는 것이었다. 

또 국내 정치와 경제발전에 소련의 지원을 받고자 소련식 제도와 

기술, 소련식 발전모델을 도입해 중국의 발전을 추진했다. 

1950년대 중반까지 이 같은 대전략 수립을 통해 중국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공업국가의 기틀을 

마련했고, 국내에선 사회주의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는 

성과를 올렸다. 

한국전쟁 참전은 소련 일변도와 대미 적대를 가장 명확히 표현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미국과의 적대 관계가 고착화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고립이 심화됐고, 공산당 주도의 대만 통일 

기회도 멀어지게 됐다. 

분석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과 국·공 내전을 겪은 직후였던 당시 중국의 

국력은 그야말로 밑바닥이었다. 공업화에 필요한 거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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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을 소련으로부터 초빙해야 했다. 또 당시 미국의 

트루먼·아이젠하워 정부에게 원자폭탄 사용을 포함한 중국 본토 

공격은 언제든 고려 가능한 선택지였고 그만큼 중국 지도부를 

두려움에 떨게 했다. 46  이처럼 미국이 가했던 국가 생존 위협과 

미약한 국력은 중국 지도부로 하여금 소련에 대한 완전한 편승 

전략을 펴도록 만들었다. 

 

 ②반미·반소 양선(兩線)전략(1958~69년) 

 양선전략이란 반미와 반소 2개의 전선을 뜻한다. 50년대 후반 

일련의 연설과 신문 사설 등을 통해 촉발된 이념 논쟁은 중국과 

소련의 사이를 벌려놓기 시작했다. 47  급기야 소련은 1960년 여름 

중국에 파견돼 있던 약 1만명의 기술 고문단과, 그들이 설계한 중국 

내 공장과 무기의 설계 정보까지 철수시켰다.48 

더 이상 소련 일변도 전략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마오쩌둥은 

‘제국주의’ 미국과 함께 소련의 ‘사회-제국주의’까지 동시에 

                                           
46  Judith F. Kornberg & John R. Faust 저, 이진영 외 역, 

『중국외교정책』(명인문화사,2008), pp.177-183. 

47 이에 대해선 서진영, 앞의 책, pp.196-208 참고. 

48 Judith F. Kornberg & John R. Faust, 앞의 책,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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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하는 방향으로 대전략을 수정했다. 이 기간 중 1963년까지는 

표면적으로는 소련과 우호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후 일련의 국경 

충돌로 인해 중·소 관계는 중·미 관계보다 더 악화됐다. 

이 당시 국내는 신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의 시기였다. 

대약진운동’(1958~62)의 실패로 3000만명이 굶어 죽는 참사가 

벌어졌다. 이후 류사오치(劉少奇), 덩샤오핑 등이 주축이 돼 

경제구조 재조정에 나섰다. 하지만 잠시 2선으로 물러났던 마오는 

자신에 대한 중국 인민의 개인숭배를 활용, ‘무산계급 독재 하의 

영구혁명’을 내세워 류와 덩 등 지도부에 대한 대대적 숙청을 벌였다. 

이렇게 시작된 문화대혁명으로 중국 사회는 10년 간 전면적인 

질서의 파괴를 경험했다. 

분석 

마오는 이 기간 국내적으론 자력갱생을 내세웠고, 대외적으론 

중간지대론, 제3세계론, 반패권주의를 표방하며 제3진영 국가들과 

연대해 반미·반소 국제 통일전선 구축을 시도했다. 이 대전략은 

중국이 자주 독립적 대외 정책을 추진할 명분을 제공했지만, 제3세계 

국가들과의 연대가 미소의 위협으로부터 중국의 안보를 담보하기에 

충분한 방어막은 되지 못했다. 

게다가 마오는 각국이 인민혁명을 일으켜 제국주의 세력이 중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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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일으킬 수 있는 전쟁을 억지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개도국들에, 

중국의 경제사정으론 무리한 경제 원조를 베풀기도 했다. 

이 시기 중국은 마오가 이른바 ‘추월전략’ 49 의 일환으로 시작한 

‘대약진운동’의 실패, 권력 탈환을 위해 일으킨 ‘문화대혁명’의 

혼란으로 두 차례를 합쳐 5년 이상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또 소련과 적대적 관계로 돌아섰고 대미 적대 역시 풀리지 

않아 외부 환경도 호전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중국이 초강대국에 

대해 편승 보다는 균형에 가까운 전략을 편 것은 가설에 부합하지 

않는다. 

여기엔 이념을 앞세우고 강대국과 대립 각을 세움으로써 국내의 

정치·경제적 혼란을 무마하려는 마오의 ‘비현실주의적’ 

외교관(觀)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기간에 이른바 

‘양탄일성(兩彈一星)’을 개발한 군사적 자신감도 중국 국력에 대한 

과대평가로 이어져 비현실주의적 노선을 강화시킨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50 

                                           
49 마오는 “중국이 세계 대국이 되려면 반드시 미국과 영국을 추월해야 한다. 

속도가 모든 것이다”라며 소련을 본받아 중공업에 국가 자원을 집중해 기존 

자본주의 선진국들을 따라잡으려 했다. 이런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5년 안에 

영국을, 15년 안에 미국을 초월하자’는 구호를 내건 ‘대약진운동’(1958-

1962)이 시작됐고, 약 3000만명의 아사(餓死)자를 초래한 대 실패로 끝났다. 

50 중국은 1964년 10월 16일,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하고 불과 2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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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친미·반소 일편(一片)·일선(一線) 전략(1969~78년) 

 1969년 중·소 접경지역인 전바오다오(珍寶島)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소련은 중·소, 중·몽 국경에 100만의 병력을 집결시켰다. 

소련이 침공해올 것이란 중국의 두려움은 극에 달했고 힘의 논리를 

따르는 대전략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겉으로는 여전히 미국을 적대시했으나 마오쩌둥은 파키스탄의 중재로 

미국과 비밀 접촉을 시작했다.511971년 7월 15일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키신저 안보보좌관이 최근 중국을 방문했고 자신도 

조만간 방중할 계획임’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1972년 2월 중국을 

방문한 닉슨은 ‘미·중 간 적대관계가 종식되었음’을 선언했고 

대만에 대한 안보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닉슨과 키신저의 방중은 일본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곧바로 

1972년 9월 베이징으로 날아간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일본 

                                                                                                           
만인 1967년 6월 17일,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한다. 그리고 1970년 4월에는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양탄일성’을 완성하였다. 원자폭탄에서 

수소폭탄까지 미국이 7년 4개월, 소련이 4년, 영국이 4년 7개월, 프랑스가 

8년 걸린 것을 고려하면 중국의 수소폭탄 개발은 충분히 놀라운 성과였다.  

51 중국 극비 방문 당시 헨리 키신저 당시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공식 일정은 

사이공-방콕-뉴델리와 라왈핀디(파키스탄 북부 도시)를 거쳐 파리로 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키신저의 몸이 아파 라왈핀디에서 이틀간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 이틀 동안 베이징 방문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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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와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간 수교 협정이 맺어졌다. 

동아시아에서 ‘죽(竹)의 장막’이 걷히고 반소 ‘신 데탕트’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 마오는 1973년 2월 국무장관이 된 키신저를 만나 

‘반소 일선사상’을 피력했고, 1974년 1월 일본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외상을 만나선 미국 및 서구와 연합을 

구성하겠다는 ‘일편사상’을 밝혔다. 

분석 

중국이 소련과 결별하고 미국과 손을 잡은 일은 힘이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였다. 중국은 

대전략 수정으로 소련의 직접 침략을 방지하려는 소기의 목적을 

이뤘다. 미·소 양강 중 미국의 대중 적대와 봉쇄 해제는 중국이 

처한 국제적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켰다. 

1971년 유엔이 중국의 가입 승인과 대만의 축출을 결정한 일은 그런 

사정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미국의 도움으로 중국은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강대국인 소련과 

세력균형을 취할 수 있었다. 이 시기 중국의 GDP는 69년 787억 

달러에서 76년 1516억 달러로 2배 가까이 성장했다. 

 

제2절 덩샤오핑과 장쩌민·후진타오 시기의 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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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9월 마오쩌둥이 죽고 그가 후계자로 지목한 

화궈펑(華國鋒)과의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덩샤오핑은 1978년 12월 

중공 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1기 3중전회)을 통해 

개혁개방의 시작을 알렸다. 덩을 중심으로 한 2세대 지도부는 국제 

질서의 무정부성은 여전하고 국력을 기르는 것만이 국가 생존과 

유지의 조건임을 잘 알고 있었다. 52  그러나 이들이 생각한 국력의 

원천은 군사력이 아니라 경제력이었다. 또 경제력 배양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이념이 아닌 실용주의적 사고였다. 2세대인 덩과 장쩌민, 

후진타오로 이어지는 3, 4세대 지도부는 경제 발전에 모든 국가 

자원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평화적인 외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대전략의 핵심으로 삼았다. 이른바 평화발전[和平發展]론이다. 

 

④문호개방 통한 자유주의 전략(1978~89년) 

덩샤오핑은 1984년 경제대국화를 실현하기 위해 이른바 3단계 

발전전략[三步走戰略]을 제시했다. 20세기 말까지 소강(小康)사회를 

이룩하고, (건국 100년이 되는) 2050년엔 중진국 반열에 

                                           
52  개혁개방 정책 시행 이후 중국 지도부의 대외 인식에 관해서는 Yong 

Deng, “Research Note: The Chinese Conception of National Interes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China Quarterly 154(June 1998), pp.308-

3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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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서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현 국제정세는 완화되어 가고 

있으며 세계대전은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이 기간에 모든 

정력을 집중해 국내 건설을 이룩해야 한다.”53고 역설했다. 

3단계 발전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덩의 외교원칙은 

비동맹 외교였다. 그는 1982년 8월 “중국은 반드시 독립자주 

전략을 시행해야 한다. 각국이 비동맹 외교전략과 비동맹 정책을 

실시한다면 세계 평화에 더욱 유리하다”라고 천명했다. 54 미·소 

양강이나 제3세계와의 동맹을 통해 국가 생존을 유지하려 했던 

마오와 확연히 차별되는 기조다. 이 같은 덩의 외교전략은 

‘사비일전(四非一全),’ 즉 ‘비동맹(非同盟), 비고립(非孤立), 

비대항(非對抗), 제3국에 대한 비조준(非照準)을 바탕으로 한 

전(全)방위 외교활동’이란 표현으로 상징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어떠한 국제 블록화에도 반대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우선 미국·소련과 등거리 외교를 추진했다. 

중국과 미국은 1979년 마침내 국교를 정상화했다. 하지만 덩은 이후 

“미국의 최근 몇 가지 행보55는 미국에 대해 소홀히 해서는 안되고 

                                           
53鄧小平文選第3卷, pp.126-127. 

54鄧小平外交學習綱要(2000), p.450. 

55  1979년 미국의 ‘대만관계법’ 통과와 1980년대 초 미국의 대만 무기 

수출 움직임을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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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계속 관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는 오직 미·소 양국 뿐이다”56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예쯔청은 중국과 미국의 국력 격차에 대한 중국의 우려, 미국 내 

반중 움직임, 미 레이건 정부의 공세적 대소 정책 속에서 세력균형의 

필요성, 소련과의 관계 정상화 등이 이런 대미 경원 정책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57  중국 측 인식으론 ‘반소 

준(準)동맹’이었던 양국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로 조정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론 양국 간 경제적 필요와 미국의 대소 봉쇄 

목적 등으로 인해 두 나라의 협력적 관계는 꾸준히 증진됐다. 

소련과도 1985년 집권한 고르바초프가 중·소 관계 복원을 위한 

중국의 3가지 요구(교섭을 통한 국경선 확정,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 철군, 아시아에서 소련 병력 감축)를 실천에 옮기며 관계 

정상화의 물꼬가 트였다. 마침내 1989년 5월 고르바초프의 중국 

방문을 통해 국교 정상화가 이뤄졌다. 서유럽 국가들과도 관계를 

정상화했다. 

분석 

이 시기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가장 우호적인 안보 환경이 

조성된 때였다. 국교가 정상화된 미국과의 관계는 안정화 단계에 

                                           
56鄧小平文選第2卷, pp.376-378. 

57 예쯔청, 앞의 책, PP.482-485. 



４３ 

 

들어섰다. 레이건은 원래 친 대만 성향이었지만 대통령 취임 후 

중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이던 

소련은 아프간 침공의 대실패로 미국, 중국을 향한 위세가 크게 

약화됐다. 중국 정부도 전에 없이 활발한 개방 정책을 수행했다. 

이에 힘입어 중국의 GDP는 1978년 1482억 달러에서 1990년 

3440억 달러로 2배를 훨씬 넘었다. 이처럼 국제 환경의 제약이 크게 

줄어들고 경제 활성화로 국력이 상승하자 자신감을 얻은 중국 

지도부가 오히려 미국을 경원(敬遠)하고 소련과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며, 양강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통한 세력 균형을 꾀할 

정도가 됐다. 

 

⑤도광양회(1989~2012년) 

1989년 6월 천안문 사태가 터지자 미국의 부시 정부는 대중국 무기 

수출 중단, 미국 관리들의 중국 대표 접촉 금지, 국제금융기관에 

대중국 신규 차관 연기 요구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스카우크래프트 보좌관을 비밀 특사로 덩샤오핑에게 보내 

양국 관계 유지를 희망했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에게 찾아온 더 근본적인 위기는 그 후 잇따라 

터진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정권들의 붕괴였다. 소련이란 라이벌이 

사라진 미국에게 반소 동맹국으로서 중국이 가져온 전략적 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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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러자 그간 가려져 왔던 양국 간 체제와 이념 

차이가 더욱 도드라졌고 중국이 경제·군사대국화해 미국과 서방에 

도전할 것이란 ‘중국위협론’이 대두됐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 덩이 대외정책의 기본 방침으로 내놓은 것이 

도광양회와 4불정책이었다. 미국과 서방의 대중국 압력에 대해 

냉정하고 신중한 태도로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도 실리를 

추구하는 방어적 자세를 강조한 것이었다. 덩은 또한 

남순강화(南巡講話)를 통해 중국 지도부가 절대 개혁개방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58 

덩은 도광양회를 강조하는 한편으로 반패권주의와 다극화를 통해 

단극으로 부상한 미국을 견제하려 했다. 1990년 3월 행한 발언에서 

그는 “미·소가 독점하던 과거의 구도는 이미 끝났으나 새 구도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세계의 구도는 3극도 좋고 4극도 좋다. 소위 

다극화를 말한다면 중국도 하나의 극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방위적인 비동맹 외교를 펼치며 우군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했다. 과거 적대관계에 있던 한국을 비롯,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들과 국교 수립 및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58 덩샤오핑이 모든 공직을 내려놓은 후인 1992년 1~2월 경제특구인 선전-

주하이-상하이 등을 시찰하면서 개혁개방 정책의 견지와 확대를 장쩌민 

지도부를 향해 촉구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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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기조는 장쩌민의 3세대, 후진타오의 4세대 지도부까지 

대체로 유지됐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은 꾸준히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을 이룩해 경제 규모로 프랑스(2005년), 영국(2006), 

독일(2007), 일본(2010)을 차례로 따돌리고 미국에 이은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는 사이 ‘평화롭게 일어선다’는 

화평굴기(和平崛起)59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덩의 ‘28자 방침’ 중 

도광양회 보다 ‘해야 할 일은 한다’는 뜻의 

‘유소작위(有所作爲)’에 더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60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중국이 쓰러져 가는 국제 경제를 

다시 일으킬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부상한 이후 중국의 대외 정책은 

보다 공세적 모습을 띄기도 했다. 동·남중국에서 일본, 베트남, 

필리핀을 상대로 분쟁 도서의 영토 주권을 요구하며 무력 시위를 

벌인 모습이 대표적이다. 그러자 미국은 2011년 11월 조지워싱턴 

항공모함을 서해로 파견, 중국에 대해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59  화평굴기(和平崛起)는 2003년 11월 3일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부교장이던 정비젠(鄭必堅)이 보아오 포럼에서 처음 제기했다. 과거엔 독일과 

일본처럼 강대국의 등장이 전쟁과 갈등을 수반했다면 중국의 부상은 

평화적이라는 점에서 여느 역사적 사례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의 

부상을 공식화했다. ‘굴기’가 ‘강대국화’를 의미한다는 외부 비판이 일자 

이후 ‘화평발전(和平發展)’이란 용어가 주로 쓰였다. 

60  1997년 장쩌민이 “대국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겠다”며 

‘책임대국론’을 설파한 일이 그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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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마오쩌둥과 덩의 시대에 중국 지도부는 이 지역들에 대해 

‘이견이 있는 부분은 놔두고 합의점을 찾자’는 

‘구동존이(求同存異)’ 원칙을 적용해 상대국과의 분쟁을 피해 

왔었다. 

분석 

이처럼 소련의 붕괴와 미국이란 전지구적 초강대국의 등장으로 

중국은 새로운 안보 환경과 위기를 맞았다. 이후 20여년 간 중국은 

도광양회란 방어적 현실주의 대전략 아래 미국과의 직접 대결을 

피하며 경제 성장에 주력해 왔다. 중국의 국력이 강대해진 2010년을 

전후해 변화 움직임이 감지됐지만 후진타오에 이르기까지 중국 

지도부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도광양회의 견지’였다. 이 전략을 

통해 중국은 거의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했고, 1989년 

3440억 달러였던 중국 GDP는 2012년 8조2290억 달러가 됐다. 

23년 만에 약 25배 성장한 셈이다. 

이 시기 중국이 처한 외부 환경은 미국이란 단극 패권의 등장으로 

제약이 큰 상황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2001년 9·11 이후 중국은 

미국이 수행한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하며 제약의 범위를 줄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입지를 획기적으로 

넓히는 계기로 작용했다. 또 꾸준하면서 급속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 

중국의 군비는 2000년 146억 달러에서 2012년 1100억 달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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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했다. 국제 제약의 감소와 국력의 급상승을 통해 중국은 

‘G2’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미국에 대해 대등하게 세력 

균형을 취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했다.61 

 

 

 

 

 

 

 

 

 

 

 

                                           
61  2012년 1월 5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전세계 지도자 지위 

유지: 21세기 국방의 우선 임무’ 발표에서 “중국은 이미 지역 대국이며, 

여러 방면에서 미국 경제와 안보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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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시진핑 집권 후의 대전략 변화 

 

앞서 언급한 대로 시진핑은 당 총서기 취임 직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란 ‘중국의 꿈’ 실현을 공산당의 목표로 천명했다. 

이는 또한 ‘세계대국 건설’이란 마오쩌둥 이래의 중국 대전략 

목표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덩샤오핑 이후의 대전략이 

세계대국을 이루기 위해 외부와의 마찰을 피한 채 경제를 중심으로 

국가의 종합 국력을 기르는 것이었다면, 시진핑은 자신의 치세인 

2022년까지 세계대국을 완성하기 위해 대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1년은 중국 공산당이 창당 

100주년을 맞는 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62 

 시진핑은 우선 ‘신형대국관계’ 개념을 제시해 미·중 관계의 

재설정을 꾀하고 있다. 그가 2012년 초 국가부주석 자격으로 

방미했을 때 처음 언급한 이 개념은 2013년 중국 버전의 ‘미·중 

관계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됐다. 시진핑은 신형대국관계에 대해 

                                           
62시진핑 지도부는 '두 개의 100년'이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중공 창

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소강'(小康) 사회를 건설하고,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중국을 조화로운 현대사회주의 국가로 변화시키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실제론 2021년에 경제 규모에서 미국을 따라잡고 중국 통일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중국 지도부의 목표일 것으로 상당수 전문가들은 분

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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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충돌하지 않고 상호 적대하지 않으며, 서로의 핵심이익을 

존중해주는 기반 위에서 윈-윈을 위한 협력을 극대화하는 

관계(不衝突不對抗相互尊重合作共贏)”라고 설명했다. 63  김흥규는 

신형대국관계에 대해 “중국이 미국 패권의 국제질서 하에서 

비군사적 방식으로 미국과 계속 경쟁하겠다는 것이고, 중국의 강화된 

국제 지위를 반영하는 양국 관계를 요구하며, 상호간 핵심 이익 또는 

전략적으로 중시하는 사안은 존중해 주기를 미국에 요구한 

것”이라고 풀이했다.64 

 시가 미국에 대등한 관계 설정을 요구하고 있음은 2013년 6월 

캘리포니아 서니랜즈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도 드러났다. 

오바마와 시는 평상복 차림으로 무려 8시간 동안 식사와 산책 등을 

하며 격의 없이 두 나라의 현안을 주고받았다. 이에 대해 “중국이 

드디어 강대국으로서 미국과 양강 체제(G2)를 형성하고 국제정치와 

경제구조를 공동 관리하는 위상을 갖게 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65 

회담 만찬에서 시는 “태평양은 무척 넓어서 중·미 양국을 충분히 

포용할 수 있다”는 말을 남겼다. 미국과 태평양 지역을 

반분(半分)하자는 이 언급은 중국의 전략적 의도를 상징적으로 

                                           
63習近平, 『學習習近平總書記重要講話』(北京: 人民出版社, 2013), pp.70-79. 

64 김흥규, 중앙일보사 중국연구회 주최 강연(2015. 1. 27.) 

65  시진핑·오바마 정상회담 후 톰 도닐런(Tom Donnillon)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공식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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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낸 것이었다. 중국 최고지도자가 미 대통령에게 이처럼 

공개적으로 관계 재설정을 촉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처럼 시진핑 지도부의 외교는 보다 전략적, 적극적, 선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 국제정치학자인 진찬룽(金燦榮)은 

시진핑 시기,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지위가 

격상되었다고 분석했다. 66  후진타오 시기까지만 해도 외교가 

경제발전이라는 상위의 목표를 위한 종속적 역할에 그친 반면, 이제 

시가 주창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경제적 부유만으론 

이룰 수 없고 보다 강력한 외교를 통한 국제지위 향상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67 

 대미 외교뿐 아니라 주변국 외교에서 그런 적극성, 공세성은 

두드러지고 있다. 2013년 10월 24일 중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로 

평가 받는 ‘주변외교공작회의’가 열렸다. 시를 비롯한 중공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전원과 외교 라인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친(親), 성(誠), 혜(惠), 용(容)’의 네 가지 주변외교 

원칙과 함께 ‘우호적 외부 환경을 

쟁취하자(爭取良好外部環境)’라는 구호가 등장했다.이전까지 통상 

                                           
66金燦榮, 제1차 아주 한중 국제학술회의(2014. 9.26.) 

67  이에 대해선 閻學通, “中國外交全面改革的開始,” 『世界知識』, 2013年 

24期, p. 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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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던중국외교의목표는“경제발전에유리한평화롭고안정적인국제환

경을 조성하자(維持一個和平的有利於經濟建設的外部環境)”였다. 

‘조성’에서 ‘쟁취’라는, 보다 주도적이고 공세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 표현대로 시는 국가주석에 취임한 2013년 한 해에만 20곳 

이상의 주변국과 정상급 회담을 개최했고, 한국을 비롯해 미얀마, 

파키스탄, 아제르바이젠,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각각 

동반자관계를 격상했다. 

 시는 특히 2014년의 한국이나 몽골 방문처럼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순방이 아닌, 이례적이고 과감한 단독 방문을 

감행했다. 한국을 방문해선 한·중 FTA라는 당근을 제시하면서 

한국에 위안화 거래소를 개설하는 데 성공했다. 몽골에 가선 

‘전면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시키면서 상대국의 

주권과 안보를 침해하는 어떤 동맹이나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몽골이 미·일과 관계가 밀접해지고 있던 상황에서 취한 

조치였다. 인민일보는 시의 한국과 몽골 방문을 ‘점혈식(點穴式) 

외교’라 칭하면서, 한국을 신체 내 기(氣)의 흐름을 좌우할 ‘혈’ 

자리라고 평가했다.68 

                                           
68  “習近平點穴式外交獲贊, 中蒙更上層樓,” 環球網, 2014年 8月 22日, 

<http://oversea.huanqiu.com/article/2014-08/51145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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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와는 미국에 맞서 국제무대에서 상호간 핵심이익을 지지해 

주기로 합의했다. 중·러가 2014년 5월 체결한 역사상 최대 규모인 

4000억 달러 천연가스 공급 계약과, 분쟁지역인 우랄산맥과 동해, 

동중국해에서 2012년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는 양국 합동훈련은 

현재의 양국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중국은 또 미국이 공을 들이고 있는 미얀마, 인도, 베트남과의 

관계도 재강화해 미국이 형성하려 하는 신남방삼각(미-일-호) 또는 

다이아몬드 제휴(미-일-호-인)를 와해시키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동아시아를 핵심이익 지역으로 설정한 주변국 외교에 더해, 

중국은 전략 지역을 전지구적으로 넓히고 있다. 2014년 7월 브라질, 

인도, 러시아, 남아공 등 다른 브릭스(BRICS) 국가들과 100억 

달러씩 출자해 500억 달러 규모의 신개발은행(NDB) 설립을 공식 

발표했다. 중국이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건설에 

투자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됐음에도 2015년 4월 확정된 57개 창단 

회원국 중 20개의 비 아시아 국가가 참가했다. 이 기구들의 설립을 

통해 미국 주도의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도전장을 던진 것이다. 

 지역 경제공동체 구축에서도 중국은 ‘아세안+6 FTA’ 격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설립을 주도했고, 미국·일본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항하는 아시아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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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대(FATPP)를 2025년까지 설립하겠다며 세 확장에 

나섰다. 

 안보 분야에서도 역내 미국 배제 의지를 노골화했다. 시는 2014년 

5월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폐막 

연설에서 ‘공동, 종합, 협력, 지속가능’을 내용으로 한 ‘신 아시아 

안보관’을 주창했다. 그러면서 “아시아의 일은 아시아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인들이 

지킨다”는 두 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1823년 미국 대통령 제임스 

먼로가 ‘유럽은 신대륙 문제에 끼어들지 말라’고 천명한 먼로 

독트린을 연상케 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정책들이 세계대국 건설의 기반을 조성하는 

작업이라면 시가 제시한 ‘일대일로(一帶一路)’는 서 말의 구슬을 

꿰어 세계대국을 완성하는 방법론이다. ‘실크로드 

경제지대’(일대)와 동남아시아 바닷길 개척(일로)을 통해 대중화 

경제권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까지 획득해 중국이 

유라시아의 중심 국가가 되겠다는 포석이다.69 

 일대일로 전략은 2011년 9월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미 국무장관이 

제시한 ‘뉴 실크로드 이니셔티브’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미국의 

                                           
69  이지용,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정치경제적 함의와 시사점, 『주요 

국제문제 분석』(2014. 11. 25.),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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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은 인도에서 시작해 남아시아와 아프간을 지나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인프라를 건설한다는 구상으로 중국을 배제한 

것이었다. 하지만 막대한 자금이 드는 이 사업을 미국은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70  일대일로는 푸틴의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연합 계획과도 경쟁 관계에 있다.71 

이처럼 중국이 미국을 대등한 경쟁자로 설정함에 따라 덩샤오핑 이래 

견지돼온 비동맹 외교원칙에도 변화 조짐이 보인다. 중국이 

2012년부터 러시아와 매년 실시해 온 육·해상 합동군사훈련은 

우랄산맥과 센카쿠 열도 등 양국의 분쟁지역에서 이뤄졌다. ‘제3의 

적’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유사 동맹’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또 중국은 동맹이라 표현하진 않지만 주변국와 동반자 관계의 격상을 

통해 동맹과 유사한 효과를 노리고 있다. 중국은 2000년 이후 

17개의주변국가와동반자관계를구축하거나심화시켰다. 

2000년베트남(전면적협력관계)을 시작으로 2002년 

키르기스스탄(선린우호협력관계), 2004년 시리아(우호협력관계), 

                                           
70  “시진핑의 ‘일대일로’ vs 클린턴의 ‘신실크로드’,” 칼럼, 

『중앙일보』, 2015. 4. 13: 28. 

71 유라시아 연합은 러시아 주도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5개국 간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 통합을 이룩하려는 

국가연합이다. 이를 위해 2015년 1월 1일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이 공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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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인도네시아(전략적동반자관계), 2008년 

사우디아라비아(협력과 전략적우호관계), 2010년 

캄보디아(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터키(전략적동반자관계)·방글라데

시(전면적협력동반자관계), 2012년 

아프가니스탄(전면적협력동반자관계)과 

우즈베키스탄(전략적동반자관계), 2013년 

미얀마(전면적전략협력동반자관계)·파키스탄(전면적전략협력관계)·

아제르바이젠(우호협력관계)·카자흐스탄(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투

르크메니스탄(전략적동반자관계)·한국(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등이었다. 이중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 

13개국가와동반자관계를구축하거나심화했다. 

국가 정책에 깊이 관여하는 중국의 일부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은 

‘미국과의 경쟁관계에 돌입한 중국은 비동맹 정책을 포기하고 한국 

등과 적극적으로 동맹을 맺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72 모건과 

팔머도미국이그랬던것처럼중국도국력이성장함에따라멀지 않은 

장래에약소국들과비대칭동맹을형성할것이라고주장했다.73 

                                           
72  왕이웨이(王義桅) 런민대 국제문제연구소 소장과 옌쉐퉁(閻學通) 칭화대 

교수 등이 대표적 한중동맹 주창자다. 閻學通, 『2023년 세계사 불변의 

법칙』(서울: 글항아리, 2014), pp.276-278를 참고. 

73 Clifton Morgan and Glenn Palmer, “Chinese Foreign Policy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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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진핑 지도부의 국가 대전략은 기존 

도광양회 전략과 비교할 때 패러다임 전환 수준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동아시아의 중심국가로서 지역에 영향력을 확보하고, 전략 

공간을 전세계로 넓혀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서 각종 국제 기구와 

규범의 설정자, 주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주변국 외교를 펼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미국과 대등하게 균형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종합국력 상승 덕분이다. 중국의 2015년 1분기 외환보유고는 

약 4조 달러로 전세계 외환보유액의 33.3%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이 외환보유액의 3분의 1인 1조2400억 달러(2015년 1월 기준) 

분량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국채 총액의 20% 수준이다. 

중국 정부는 미 국채 보유량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달러 가치와 

미국 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만큼 국제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조절·통제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물론 미·중 간 군사력 차이는 여전히 크다. 하지만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군사 분야에서도 2030년대 중반쯤엔 중국 국방비가 

                                                                                                           
Twenty-First Century: Insights from the ‘Two-Good’ Theory,” pp. 

51～52;“Power Transition, The Two-Good Theory, andNeorealism: A 

Comparison with Comments on Recent U.S. Foreign Policy,”pp. 341～

342, A Theory of Foreign Polic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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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따라잡으리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 국방정보국(DIA)이 

2018년에야 가능하리라고 예측한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J-20) 

시험비행은 2011년 이미 끝마쳤다. 이처럼 빠른 성취로 축적된 

자신감이 시진핑의 새로운 대전략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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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지 전개를 통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중국 

국가 대전략의 목표와 성격, 추이에 대해 살펴봤다. 중국은 

마오쩌둥의 1세대에서 시진핑의 5세대 지도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대전략 목표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세계대국 

건설로 요약될 수 있다. 장쩌민 이후 ‘중화민족의 부흥’으로 

수사는 바뀌었지만 그 내용은 같은 것이었다. 

역대 신중국 지도부가 생각한 세계대국 건설은 동아시아 지역 

중심(패권)국의 재건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는 과거 한(漢)에서 

청(淸) 제국까지 중국이 역사적으로 확보해 왔던 이 지역의 종주권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 같은 대전략의 배경엔 19세기 중반 

이후 100년 간 서구와 일본 열강에 짓밟힌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겠다는 지도부의 의지도 담겨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대국으로 다시 자리매김해 지역 중심국가로서의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 신중국 대전략의 일관된 목표였다고 본 

연구는 파악했다. ‘패권국에 대한 세력전이’까지는 대전략의 

지향점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세계대국 건설을 위해 중국 지도부가 대체로 일관되게 가져온 

국제정치에 대한 인식은 현실주의, 특히 방어적 현실주의였다. 

방어적 현실주의는 마오 시절엔 소련 또는 미국에 대한 일변도 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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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힘 보다는 이념을 앞세워 미·소와 

단절하고 비현실적인 추월전략을 펼친 예외적인 좌경 모험주의의 

시기도 있었다. 덩샤오핑과 이후 3·4세대 지도부에선 경제력을 

중심으로 한 종합국력을 우선 키워야 한다는 대전략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제 하에서 초강대국(super power)의 하위 국가(lesser 

power)로서 중국의 대전략은 국제 환경의 제약, 그리고 자체 

종합국력의 강약 변화에 따라 매 시기 다른 모습을 띄어 왔다. 

마오가 현실주의적 논리를 거부한 채 미·소와 단절하고 제3세계 

국가들과 손잡은 1958~69년의 시기를 제외하면 대체로 외부 제약이 

강할수록, 종합국력이 약할수록 초강대국에 편승적 전략을, 

경향들이그 반대로 나타날수록 균형적 전략을 구사해 왔다. 이를 

통해 중국은 경제발전에 전념할 수 있는 평화적 국제 환경 조성에 

성공했고, 중국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끌어올렸다. 

시진핑이 이끄는 5세대 지도부는 이렇게 강성해진 종합국력을 

바탕으로 사실상 도광양회 대전략을 버리고 국제 안보와 금융, 

경제공동체 등 분야의 국제 기준을 놓고 미국과 대등한 경쟁을 

펼치기 시작했다. ‘신형대국관계’와 공세적인 주변국 외교는 

중국의 새로운 대전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준다. 이런 작업들을 

통해 동아시아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대국의 여건을 조성하고, 

일대일로 전략으로 세계대국의 모습을 구체화하려 한다. 

위의 논의에 따라 중국 대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별 내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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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와 그에 따른 대전략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2>중국의 시기별 대내외 변수와 국가 대전략 

시기 
1949 
~58년 

~69년 ~78년 ~89년 ~2012년 ~현재 

집권자 마오쩌둥 마오쩌둥 
마오쩌둥 

- 
화궈펑 

덩샤오핑 

덩샤오핑 
- 

장쩌민 
- 

후진타오 

시진핑 

외부 환경 
미국의 

강한 위협 

미·소 
양강의 
위협 

소련의 
위협, 
미국의 

화해 제안 

미·소의 
위협 감소 

소련 
몰락으로 
전략적 

가치 감소 

미국 위협 
감소 

상대적 
종합국력 

미약 미약 미약 강화 강성 강성 

대외 인식 
방어적 

현실주의 
좌경 

모험주의 
방어적 

현실주의 
방어적 

현실주의 
방어적 

현실주의 
현실주의 

대전략 
방향 

소련에 
편승 

미·소에 
소극적 
균형 

미국에 
편승, 
소련에 
균형 

비동맹, 
미·소 

등거리 외교 
도광양회 

미국에 
균형 

 

 

스와인과 틸리는 중국이 ‘타산적 전략’을 앞세워 꾸준히 국력을 

제고시킨다면 2020~2025년쯤엔 보다 공세적인 ‘강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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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략으로 수정하리라 봤다.74 현 상황에 대입한다면 그 시기가 약 

10년 정도 앞당겨진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중국이 타산적 전략을 

너무 일찍 버린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중국의 이 같은 대전략 수정과 

세계대국화는 평화적이고 순조로울 것인가. 

이에 대해 미국의 대표적 공세적 현실주의자인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는 비관적이다. 그는 중국이 추진 중인 

‘권력전이(power transition)’에 대해 미국은 소련에 행한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중국을 견제할 것이고, 중국도 군사력 증강으로 

이에 대응하며 현실주의적인, 제로섬의 갈등 상황을 맞을 것으로 

예측했다. 결국 전쟁 가능성까지 내포된 격렬한 안보 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봤다.75 

이기현 등은 중국이 현재 무력분쟁과 하이테크 군비 확장, 대외원조, 

약소국과 동맹 등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는 과거 강대국들의 

현상변경 시도 행태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76 중국 학계가 ‘우리는 

서구와 다르다’며 평화적 부상을 추구함을 강조하는 것이 한낱 

레토릭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이들은 봤다. 

                                           
74 Michael D. Swaine and Ashley J. Tellis, 앞의 책, p.364. 

75  Mearsheimer, John J., 2006. “China's Unpeaceful Rise,” Current 

History, April, p.160. 

76 이기현·김애경·이영학,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연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대한 함의,” 『KINU 연구총서』 14-12, pp.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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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할퍼(Stephan Halper)는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대해 ‘실존적(existential)’ 도전을 하지 않을 것이며 소련이나 

나치 독일과는 달리 협력이 가능한 ‘문제국가(problematic 

state)’일 뿐이라고 분석했다.77 

또 미국의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셰일가스 양산 체제에 들어가 석유를 무기로 미국과 대립각을 세웠던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를 주저앉히는 미국의 위력에 위기감을 

느낀 중국이 신 도광양회로 전략을 수정할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78 

1980년대에도 일본이 미국을 대체해 패권을 차지할 것이란 

‘미국쇠퇴론’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일본은 경제위기로 주저앉고 그 

자리가 중국으로 대체된 것뿐이란 시각도 있다.79 

본 논문의 논지대로 논리를 전개한다면, 중국의 목표인 세계대국화는 

결국 동아시아 지역의 중심 패권국이 되는 것이다. 중국이 내세운 

신형대국관계의 핵심 주장을 들여다보면, 결국 미국에게 ‘전지구적 

패권을 인정할 테니 중국의 핵심이익 지역인 동아시아에서는 우리의 

                                           
77 Stephen Halper, 2011. “The China Threat: Can the United States 

really make a peaceful hand-off of power to authoritarian China? Joseph 

S. Nye Jr. replies.” Foreign Policy. 

78 “시진핑 시대의 신도광양회 전략,” 칼럼, 『중앙일보』, 2015. 2. 18: 20. 

79  박홍석, “중국의 패권경쟁 가능성과 미국의 정책대응,” 『평화연구』, 

2013년 가을호, 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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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권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이 과거 닉슨 

독트린처럼 동아시아의 관할권을 중국에 평화적으로 이양할 용의가 

있다면 두 나라는 비교적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가정은 현재로선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오바마 정부가 

아시아로의 재균형(rebalancing)을 선언할 정도로 동아시아는 

미국에게도 핵심이익 지역이기 때문이다. 정재호는 양국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바뀌기 힘든 상황에서 동아시아는 결국 미·중 경쟁의 

최전방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특히 중기적으론 전략적 

경쟁이 ‘구조화(locked-in)’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양국의 

‘자기실현적 예언의 충족’을 통해 적대감이 증대되고 분쟁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80 

하지만 당분간은 중국의 새로운 대전략 실행에 대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약하긴 어려워 보인다. 2011년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을 선언한 미국은 현재 

‘이슬람국가(IS)’의 공세로 중동에 발목이 잡혀 아시아에서 

‘재균형’ 다운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이 주도한 

AIIB에 대한 자국 우방국들의 참여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지만 

결국 한국을 비롯,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 우방까지 가세하는 

                                           
80  정재호, “미-중 관계의 진화: ‘전략적 경쟁’ 단계로의 진입?,” 

『중소연구』 제37권 제4호, 2013-2014 겨울, pp.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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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지켜봐야 했다. 당분간 양국은 안보와 경제 등의 국제 

레짐에서 최대한 우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며 주도권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양국 간 주도권 경쟁의 우위를 판가름할 수 있는 시금석 중 

하나로 평가된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면서, 중국과도 주요 

교역국이자, 영토분쟁처럼 핵심이익을 놓고 갈등을 벌이지 않는, 

인접 경제 강국이다. 일종의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인 

셈이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현재 한·중 양국의 관계는 

역대 가장 좋은 시기”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81  여기엔 한국의 

‘이미종중(離美從中)’을 노리는 중국 측의 희망도 적잖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 한국의 AIIB 가입과 미국 

고고도지역방어(THAAD)시스템의 한국 배치를 놓고 미·중이 

줄다리기를 벌인 일은 현재 한국을 사이에 둔 양국의입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중국이 미국과 동아시아 주도권 경쟁을 하는 

동안 양국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반면 어느 한 나라가 주도권의 우위를 점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그 전략적 가치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81  “王毅: 中韓關系處於曆史最好時期,” 新華網, 2014年 5月 27日, 

<http://news.xinhuanet.com/2014-05/27/c_11108816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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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destination of rising China? The answer may depend on 

national capacity, surrounding conditions and the goals and intent 

of regime. As means of understanding these factors synthetically, 

this study is to analyze grand strategy of China. 

Grand strategy of a state says the best way of survival and 

development which is internally shared by its regime. Through 

the analysis of China’s grand strategy, we can understand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to expect long-term national 

goal and its feasibility of Communist regime. 

The only national goal of new China through Mao Zedong to Xi 

Jinping, has been to build ‘world power’. The status of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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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by regimes has been slightly changed with times, but 

basically it has been regional hegemonic power. 

To achieve this goal, China’s regimes have adopted appropriate 

grand strategy reflecting restriction by global conditions and 

internal national capacityas objective factors. And as a subjective 

factor, awareness of reality by top-level leaders has contributed 

to decide grand strategy. 

Subjective awareness of China’s regimes is analyzed to be 

defensive realism. Based on this awareness, it is expectable that 

China will take different grand strategy; it will adopt 

bandwagoning grand strategy as it faces great outside 

restrictions and has weak national power, and it will adopt 

balancing grand strategy as it is free of outside restrictions and 

has bigger national power. 

Until now, China has been adopted six different grand strategy 

since the found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1949. 

At the beginning of the foundation, Mao Zedong consistently took 

the strategy of depending on Soviet Union for national security 

and economy, because it didn’t have national infrastructures to 

boost economic development and faced with constant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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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at by United States.  

Beginning from the end of 1950’s, due to ideological conflict and 

border dispute between China and Soviet, Mao adopted leftist 

adventurism of anti-American and Anti-Soviet stance and 

alliance with the 3rd world countries,  

Afterwards, as Soviet’s invasion threats had been increasing,   

China applied balancing strategy by holding hands with United 

States under the shared goal of checking Soviet.  

After death of Mao, Deng Xiaoping took the power and invested 

all the national resources into the economic development, under 

the changed environment of weakening suppression by 

US&Soviet. Thanks to the investments, Chinese economy started 

to grow rapidly and could take balancing policy with equidistance 

diplomacy on US and Soviet. 

In 1990s, China’s strategical power had been diminished after 

Soviet Union collapsed and US became unipolar power. Under 

this circumstances, Deng applied ‘tao guang yang hui’ strategy, 

which would not project national power to the outside so as to 

build up the environment for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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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is strategy, China could grow up to be the 2nd economic 

world power. 

Xi Jinping inaugurated in 2012, tried to realize long cherished 

wish of world power, based on the stronger national power.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new type of major-power 

relationship’ with United States, China is requesting dominance 

over East Asian region and making pro-Chinese group 

equivalent to alliancesby active diplomatic activities on 

neighborhood nations. It can be regarded as a revision of more 

than 20 year-lasting grand strategy of ‘tao guang yang hui’. 

Above mentioned changes of China’s grand strategy showed that 

they are generally corresponding with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except the leftist adventurism during short period of Mao’s 

regime. It is expected that tension between China and US to hold 

regional hegemony will exist for a while. Under this 

circumstance, East Asia region including South Korea remains as 

the region with highly strategic value and high possibility of 

armed clash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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